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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ASSEMBLE Protocol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포인트 제공사, 소비자, 가맹점을 연결하는 글로벌 포인트 통합
플랫폼이다.

ASSEMBLE Protocol은 글로벌 포인트 시장이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임에도, 사용처가 부족하여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소모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주목했다. 포인트 서비스는 매출증대를 위한 고객 확보와 마케팅 목적으로 항공사,
카드사, 백화점, 할인매장 등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리서치 회사 Yano Research Group에 따르면, 한국
포인트 시장은 20조 원 규모이며, 글로벌 포인트 시장의 규모는 200조 원 이상이다. 그러나 기업의 매출 상승을 위한
우후죽순 도입된 마케팅 목적의 포인트 제도는 낙후된 포인트 시스템으로 인해 개선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 이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는 포인트가 부채로 기록되고, 소비자로서는 사용처가 부족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
현 시장의 특성에 기인한다.

현재 포인트 시장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기업은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가 부채로 기록된다. 부채를
소멸하기 위해 포인트 유효기간과 소멸 시점을 지정해 놓았다. 이에 기업과 소비자 간의 갈등이 유발된다. 소비자
관점에서 포인트는 구매 행위로 얻은 개인 자산이며 기업이 포인트 유효기간과 소멸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둘째, 소비자는 보유한 포인트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기 위한 포인트 사용처의 부족이
항상 불만이며, 기업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포인트 사용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셋째, 다양한 산업군에 분산된
포인트로 인해 소비자는 포인트 관리가 힘들다. 많은 소비자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포인트를 동일한 가치의 재화로
인식하지 못한다.

ASSEMBLE Protocol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미션을 제시한다. 1) 포인트 제공사(기업)는
포인트 부채를 소멸하기 위한 다양한 사용처가 확보되고, 신규고객 유입을 위한 채널을 확보한다. 2) 포인트 소비
자(고객)는 포인트 유효기간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고, 다양한 사용처를 포함한 새로운 포인트 활용방안을 지원받는다. 3)
가맹점(개인 또는 기업)은 추가적인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새로운 광고수단을 제공 받는다.

ASSEMBLE 팀은 해당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포인트 통합 플랫폼 ASSEMBLE Protocol을
제안한다. ASSEMBLE Protocol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토큰 생태계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에게는 시공간에 제약 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포인트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에는 추가적인 사업 확장의 기회와 다양한 유저풀을 제공한다. ASSEMBLE에서 발행한 ASM은 교육,
문화생활, 취미, 여가활동, 패션&뷰티 등 산업 전 분야에 활용될 것이다. ASSEMBLE은 Plug-in의 형태로 누구나 손쉽게
플랫폼에 연동하게 하고 ASSEMBLE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Disclaimer -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ASSEMBLE.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n
oﬀ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s sole purpose is to describe ASSEMBLE and how it will proceed to develop the platform. ASSEMBLE
fully reserves the rights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use of or reliance on the provided
information by any person.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and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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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닷컴과 클럽패스는 ASSEMBLE Protocol의 주요 파트너로서, 기존에 확보한 포인트 소비자와 사용처는 ASSEMBLE Protocol의 일원으로서 ASSEMBLE의 시장 안착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ASSEMBLE Protocol의 차별점이 될
것이다. 스타일닷컴과 클럽패스는 ASSEMBLE Protocol의 핵심 파트너로서,

1) 스타일닷컴은 가입자 52만 명, 입점 제휴가 3천여 개, 매출 10억 원 규모의 서비스이다.
2) 클럽패스는 가입자 23만 명, MAU 3만 명 규모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서비스이다.
3) 와이더블유모바일의 별대리는 누적 앱 다운로드 10만, 연 매출 21억 원 규모의 서비스이다.

핵심파트너인 스타일닷컴, 클럽패스를 통하여 기 확보된 포인트 소비자와 사용처는 ASSEMBLE Protocol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널리 사용되도록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ASSEMBLE Protocol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ASSEMBLE Protocol은 여러 산업군으로부터 추가 파트너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공정한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해, 연 20
조 원 규모의 한국 포인트 시장(TAM)에서 시장점유율 0.5% 확보와 연 1,0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한다.

Disclaimer -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ASSEMBLE.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n
oﬀ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s sole purpose is to describe ASSEMBLE and how it will proceed to develop the platform. ASSEMBLE
fully reserves the rights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use of or reliance on the provided
information by any person.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and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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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SEMBLE 배경
1.1. 포인트 시장
한국 시장

2019년 기준 약 20조원으로 추정되어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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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인트 시장 규모
글로벌 시장

2018년 기준 1,780억 달러(한화 약 200조원) (출처 : 일본 Yano Research Group)

[도표 1] 한국의 포인트 시장 규모

한국 포인트 제도는 항공사 마일리지 포인트 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되어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
포인트 제도는 1984년 대한항공이 한국에 처음 도입했다. 2017년 기준으로 가장 포인트 누적이 많은 산업군은 2조 9
천억 원이 누적된 카드사이며 바로 뒤이어 692번째로 2조 6천억 원이 누적된 항공산업이다. 통계청 및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포인트 시장규모는 2019년도 기준 약 20조 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10%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일본 Yano Research Group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글로벌 포인트 시장은 약 200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의 발달과 최근 이커머스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포인트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하는 추세다.

Disclaimer -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ASSEMBLE.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n
oﬀ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s sole purpose is to describe ASSEMBLE and how it will proceed to develop the platform. ASSEMBLE
fully reserves the rights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use of or reliance on the provided
information by any person.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and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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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포인트 시장의 문제점
1.2.1. 포인트 제공사 관점
포인트 서비스 마케팅 경쟁
포인트는 반복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충성도(Loyalty)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포인트 제도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 포인트 마케팅 경쟁은 필수다. 초기 포인트 제도는 항공권 등
고가품에 주로 쓰였지만, 지금은 주유소, 백화점, 신용카드는 물론 요식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적용되어
있다. 여기에 결제하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리펀드와 할인 쿠폰 등 다양한 방법을 결합한 포인트 마케팅도 등장했다.
포인트 제공사들은 고객 확보 차원의 목적으로 도입된 포인트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

유지비용으로 인한 금전상 손해
포인트 제공사들은 영화관, 할인점과 같은 소비자 관점에서 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위주로 가맹점을
확대한다. 가맹점이 확대됨에 따라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포인트의
가치는 비용대비 낮게 책정되어 포인트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비용 대비하여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포인트 제공사는 신규고객의 유입이나 자사 고객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포인트 시스템을 지속해서 유지해야 하므로 매년
막대한 투자손실이 발생한다.

회계상의 부채처리
포인트 제도를 둘러싼 제공사와 소비자의 시각차는 크다. 포인트 제공사 입장에서 포인트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우대정책인 동시에 회사의 부채다. 제공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포인트 적립 비율만큼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록한다.
회사가 현금으로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회계상 부채로 처리된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포인트로 인한 부채는 2조 3111억 원이고 아시아나항공은 7238억 원이다. 지난해 말 항공사
마일리지 포인트 중 가장 적립규모가 큰 대한항공은 유효기간 10년 적용을 놓고 법정 싸움까지 가기도 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 포인트가 보너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재산권적 성격을 부정하는 태도지만, 소비자는 포인트를 특정 항공사
이용을 통한 취득 재화로 보고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다.

Disclaimer -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ASSEMBLE.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n
oﬀ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s sole purpose is to describe ASSEMBLE and how it will proceed to develop the platform. ASSEMBLE
fully reserves the rights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use of or reliance on the provided
information by any person.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and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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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포인트 소비자 관점
분산되어 있는 포인트
소비자도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제공사별로 분산되어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포인트가 여러
제공사에 분산되어 있고, 제공사별로 사용처가 다르다. 또한 통합사용이 불가능한 탓에 대다수의 포인트 보유 고객은
포인트를 가치 있는 재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포인트로 상품을 결제하려면 포인트만 써야 한다는
결제방식으로 인하여 소량 포인트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 적립되는 포인트는 신용카드 업체의
포인트 몰을 통하여 제휴 되어 있는 상품으로 교환 혹은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포인트 몰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들은
대부분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소량의 포인트는 사용이 어렵다. 소비자도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제공사별로 상이한 정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제약이 있다.

사용처의 부재
포인트의 사용처 및 사용법에 관한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시 적립되는 포인트, 항공사를
이용했을 시 적립되는 포인트 등 포인트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 시에 적립되고 있지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매우 한정적이다.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사용처 부족현상은 오히려 포인트 적립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포인트 소멸 정책
포인트 제도는 제공사의 정책에 따라서 하나둘씩 유효기간 종료 시점에 도래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항공사
마일리지 포인트'가 2010년부터 '10년 유효기간' 적용으로 소멸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포인트
제공사는 유효기간 동안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은 여전히 사용처
부족현상, 과도한 포인트 차감률로 인하여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포인트 제공사는 포인트 소멸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포인트 제공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은
지속해서 유발되고 있다.

Disclaimer -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ASSEMBLE.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n
oﬀ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s sole purpose is to describe ASSEMBLE and how it will proceed to develop the platform. ASSEMBLE
fully reserves the rights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use of or reliance on the provided
information by any person.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and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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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SSEMBLE 팀의 미션

ASSEMBLE 팀은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포인트 통합 플랫폼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ASSEMBLE 팀이 제시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포인트 제공사(기업)는 포인트 제도로 쌓인 부채를 소멸하기 위한 사용처가 확보되고, 신규고객 유입을 위한 채널을
확보한다.
포인트 소비자(고객)는 포인트 유효기간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고, 다양한 사용처를 통하여 새로운 포인트 활용방법을
지원받는다.
가맹점(개인 또는 기업)은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받는다.

ASSEMBLE 팀은 위 3가지를 팀의 미션으로 정의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ASSEMBLE Protocol’을 고안했다. ASSEMBLE 팀은 ASSEMBLE Protocol을 구축하고 참여 주체인 ①포인트 제공사,
②포인트 소비자, ③가맹점을 ASSEMBLE Protocol에 포함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하고 안전한 토큰
생태계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한국 혹은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 '공생하는 ASSEMBLE 생태계'를
만듦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자리 잡을 것이다.

포인트�제공사(기업)
포인트�부채�소멸

포인트�사용처�확보

광고�및�운영 관리비�절감
신규고객�유입�채널�확보

포인트�소비자(고객)
포인트�통합�관리

포인트�활용도�증가
포인트�유효기간�및
소멸�제약�사라짐

스마트�컨트랙트로�안전하고
투명한�거래

가맹점

추가적인�판매채널�확보

수수료�대폭�절감�및�마진�구조�개선
효율적인�광고�집행

구매력�높은�고객�확보

[이미지 1] ASSEMBLE Value Proposition

Disclaimer -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ASSEMBLE.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n
oﬀ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s sole purpose is to describe ASSEMBLE and how it will proceed to develop the platform. ASSEMBLE
fully reserves the rights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use of or reliance on the provided
information by any person.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and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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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Why Blockchain?
1.4.1. 포인트의 자산화
무형의 디지털 자산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현물 담보가 존재하거나 신뢰성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포인트를 토큰화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거래가 투명해지고 위변조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된다.

1.4.2. 글로벌 마켓으로의 확장성
ASSEMBLE Protocol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포인트 통합 플랫폼이다. 범국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존의
기축통화 및 포인트를 사용하면 통화 간 환율변화, 느린 전송속도와 수수료 등 다양한 단점들을 극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ASSEMBLE의 파트너사인 클럽패스 포인트와 추후에 예정되어있는 ASSEMBLE의 글로벌 파트너사 간의 포인트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환율, 전송속도, 수수료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지게 된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발행된
디지털 자산은 자산 고유의 값어치가 기준 되어 있으므로 환율, 수수료의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 또한, 글로벌 파트너사
간의 흩어져 있던 포인트 네트워크망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하나의 블록체인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송속도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추후 ASSEMBLE Protocol 플랫폼에는 지속해서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합류하게 되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은 잠재적으로 ASSEMBLE의 파트너사로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에 모든 포인트 적립 및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됨으로 내역의 위변조가 불가하다. 따라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을 도입함으로써 파트너사들은 ASSEMBLE Protocol 플랫폼을
통하여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장하는데 장벽을 많이 낮출 수 있다.

[이미지 2] ASSEMBLE 글로벌 확장성

Disclaimer -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ASSEMBLE.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n
oﬀ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s sole purpose is to describe ASSEMBLE and how it will proceed to develop the platform. ASSEMBLE
fully reserves the rights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use of or reliance on the provided
information by any person.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and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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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비용 절약
기업에서 신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소요된다. 블록체인상에
발행된 토큰을 활용하면 보안시스템과 구축과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모되는 금전적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ASSEMBLE에서는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한 플러그인 형태의 API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유입될 수 있다.

Disclaimer -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ASSEMBLE.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n
oﬀ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s sole purpose is to describe ASSEMBLE and how it will proceed to develop the platform. ASSEMBLE
fully reserves the rights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use of or reliance on the provided
information by any person.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and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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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SSEMBLE Protocol
2.1. ASSEMBLE 플랫폼
ASSEMBLE은 포인트 제공사와 고객에게 블록체인 기반의 포인트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고 가맹점에는 구매력이 충분한
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ASSEMBLE 플랫폼 참여 주체인 포인트 제공사, 포인트 소비자, 가맹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ASSEMBLE Protocol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는 플랫폼 내에 존재하는 1) Point Exchange (PX), 2) MarketPlace (MP),
3) Data Infra (DI)가 있으며, 이 요소들은 ASSEMBLE 플랫폼 참여 주체 누구나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는 필수요소이다.

Point Exchange(PX)는 ASSEMBLE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ASP(Assemble Point)로 통합되어 교환되는 공간이다. PX를
활성화하려면 포인트 제공자가 먼저 ASM 토큰을 스테이킹하여 소비자가 외부 포인트를 통합 ASP로 전환해야 한다. PX
는 포인트 제공자의 ASM 스테이킹을 통해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포인트를 교환할 수 있는 자동 거래 시스템 및 포인트
상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ASP 토큰을 도입하면 ASM 토큰의 변동성을 피하면서 파트너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포인트를 저장할 수 있고, ASM 토큰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 및 스테이킹 특혜를 받을 수 있다.

MarketPlace(MP)는 ASSEMBLE 플랫폼에 제휴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ASP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이다. 사용자가 외부 포인트를 ASP로 교환하면 제휴사(즉, ASM 토큰을 스테이킹한 포인트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수익 정산 시스템은 각 상품마다 판매 수익을 정산하여 매일 판매자에게
정산한다.

마지막으로 Data Infra (DI)는 ASSEMBLE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활동과 패턴 등 다양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된 데이터 인프라 및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서비스 공간이다. 포인트 제공사와 MP의 판매자는 ASSEMBLE
플랫폼에서 ASM 토큰을 사용하여 광고비를 지불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ASSEMBLE Platform

PX
(Point Exchange)

MP
(Marketplace)

DI
(Data Infra)

[이미지 3] ASSEMBLE 플랫폼

Disclaimer -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ASSEMBLE.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n
oﬀ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s sole purpose is to describe ASSEMBLE and how it will proceed to develop the platform. ASSEMBLE
fully reserves the rights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use of or reliance on the provided
information by any person.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and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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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ey Feature
2.1.1. 포인트 통합

[이미지 4] ASSEMBLE Key Feature - 포인트 통합

기존의 포인트 적립 서비스는 각 포인트 간의 결합 또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포인트마다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자유롭게 사용, 교환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은 포인트를 하나의 ASP로
전환할 수 있으며, ASSEMBLE 플랫폼을 통해 ASP 토큰을 ERC-20 기반의 ASM 토큰으로 교환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포인트 현금화
ASSEMBLE은 포인트 제공자로부터 수집한 포인트를 하나의 ASP(Assemble Point)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통합된 포인트를 ERC-20 기반의 ASM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해마다 수많은 포인트가 소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소멸한 8개의 카드사 포인트는 499억 원으로 집계된다. 소비자는 자신의 포인트를 ASP 토큰으로
통합하거나 ASSEMBLE 플랫폼의 UI를 활용해 언제든지 포인트를 소멸 전에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isclaimer -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ASSEMBLE.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n
oﬀ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s sole purpose is to describe ASSEMBLE and how it will proceed to develop the platform. ASSEMBLE
fully reserves the rights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use of or reliance on the provided
information by any person.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and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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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 구매 및 스테이킹
ASM 토큰 보유자는 ASSEMBLE 플랫폼에서 ASM 토큰 보유 지분을 스테이킹하도록 권장하는 몇 가지 혜택을 받는다.
ASSEMBLE 플랫폼에 ASM 토큰을 스테이킹할 사용자는 ASSEMBLE 플랫폼 내에서 제품 구매를 위해 ASP 토큰을
사용하면서 할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는다. ASSEMBLE은 고객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보다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면 더 많은 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고객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ASM 토큰을 구매하고 플랫폼에 쌓는 데 참여할 수 있다.

Point
Exchange

포인트 교환 수단
비용 지불
ASP
Token

ASM
Token

할인 혜택

Market
Place

현금화
광고 진행

Data
Infra

ASP
Token

Market
Place

[이미지 5] ASSEMBLE Key Feature - 포인트 활용

Disclaimer -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ASSEMBLE.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n
oﬀ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s sole purpose is to describe ASSEMBLE and how it will proceed to develop the platform. ASSEMBLE
fully reserves the rights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use of or reliance on the provided
information by any person.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and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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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포인트 활용
토큰 전송
기존의 포인트는 정책 및 기술적인 이슈로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ASSEMBLE 플랫폼 내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누구에게나 쉽게 양도 가능하다. 기존 포인트는 가족 간 양도만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과정도 매우 복잡하였다.
ASSEMBLE 플랫폼에서는 타인의 ASSEMBLE 지갑주소 정보만 알고 있으면 ASSEMBLE 지갑을 활용하여 쉽게 전송이
가능하다.

상품 거래
ASSEMBLE 플랫폼에서는 누구나 구매자, 상품 판매자가 될 수 있다. P2P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피어간의
신뢰도이다. ASSEMBLE의 개인 사용자와 가맹점은 일정 수량 이상의 토큰을 스테이킹 함으로써 ASSEMBLE 내에서
판매자 자격을 획득한다. ASEEMBLE은 기존의 포인트 사용처들과는 다르게 마켓플레이스에서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가능케하고 포인트 활용범위를 확장한다.

[이미지 6] ASSEMBLE Key Feature - 개인간 토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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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광고 집행
데이터 인프라 구축
ASSEMBLE 플랫폼내에서는 생태계 유지를 위해 데이터 인프라를 형성할 것이다. 기존 파트너사 서비스 구매이력,
이용내역 등 다각적으로 기존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인프라를 ASSEMBLE 플랫폼 내에 구축 할 것이다. 소비자의 모든
활동과 포인트 소비패턴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데이터 인프라가 구축 될 것이다. 광고주는
플랫폼에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광고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분석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은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이다. 플랫폼에 구축된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 분석을 통해 광고주는 ASM 토큰으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상황별로 프로모션 및 광고 타겟을 설정할 수 있다.
소비자 분석으로 타켓팅 된 소비자는 기존 소비자보다 구매전환율이 높을 것이다. ASSEMBLE 광고 인프라에서는 포인트
획득, 포인트 교환, 포인트 소비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데이터를 추가로 누적할 예정이며, 누적된 데이터는 소비자의 패턴
분석에 추가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고주는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고에 대한 ROAS (Return on Ad-Spend)를
측정하고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데이터 활용
광고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푸시 알림, 배너 광고, 다양한
할인 또는 프로모션 등의 기능들이 ASSEMBLE 어플리케이션에 구현될 예정이다. 앞서 설명한 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 소비자를 타겟팅한 광고도 가능하다. 또한, 광고 형태에 따른
소비자들의 행동 파악이 가능한 분석기능도 추가된다. 이러한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고주는 소비자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매출 상승을 꾀할 수 있다.

데이타 인프라 구축

소비자 분석

데이터 활용

[이미지 7] ASSEMBLE Key Feature - 광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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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oken Model
2.3.1. ASM (ASSEMBLE Token)

ASM (ASSEMBLE Token)
ERC 20

플랫폼 외부 전송 가능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 변동

기업 포인트 통합

ASM은 ASSEMBLE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ERC-20 기반 유틸리티 토큰이다. 시장에서 토큰의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디지털 자산이다. ASM은 ASSEMBLE 플랫폼에서 수수료 지불을 위한 유틸리티 기능을 하고, 스테이킹에 대한 액세스도
제공한다.

ASM 홀더들은 기존 ASM을 구매하고 스테이킹 함으로써 추가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ASSEMBLE 플랫폼에서는 포인트
제공사 또는 가맹점과 함께 ASM 홀더들을 위한 추가적인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품 가격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ASM 홀더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ASSEMBLE이 활성화되면 이를 홀더들에게 환원하거나 Buy-Back 정책을 시행
함으로써, ASM의 가치가 유지되고 상승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ASM 사용처

사용주체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수단

소비자

PX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제공자의 스테이킹

포인트 제공사

MP에 진입을 위한

가맹점,
MP의 판매자

사용자의 스테이킹

소비자는 포인트 제공사로부터 수집한 포인트를 ASP로 교환하고, ASP를 ASM
토큰으로 교환한 뒤 현금화할 수 있다.

ASSEMBLE Platform의 PX에서 포인트를 ASP로 교환하려면 포인트 제공자가
일정 수량의 ASM 토큰을 스테이킹 해야한다.

판매자의 스테이킹

유저등급을 높이기 위한

내용

소비자

ASSEMBLE Platform

가맹점,

내에서 광고시 지불 수단

포인트 제공사

일반적인 스테이킹

포인트제공사,

가맹점,
소비자

ASSMBLE Platform의 MP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등록하기 위해 판매자는
자신의 제품 판매 가격에 비례하여 ASM 토큰을 스테이킹 해야한다.

ASSMBLE Platform에서는 유저등급에 따라서 유저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유저는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ASM 토큰을 스테이킹 해야한다.

ASSEMBLE Platform DI를 활용하여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ASM 토큰으로 광고
수수료를 지불 해야한다.

모든 ASSEMBLE Platform 사용자는 할인, 이벤트, 기프트 카드 및 쿠폰 등과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 ASM 토큰을 스테이킹할 수 있다.

[도표 2] ASM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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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ASP (ASSEMBLE Point Token)

ASP (ASSEMBLE Point Token)
ERC 20

플랫폼 외부 전송 불가능

1 ASP = 1 KRW 고정

플랫폼 내에서 활용

ASP는 ASSEMBLE 플랫폼 내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지불수단이다. 소비자들은 ASM을 구매하여 ASP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고, ASP를 다시 ASM로 변환 가능하다.

ASM의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1 ASP = 1 KRW 로 가격이 고정된다. ASM의
가격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최신화되고, 실시간 ASM가격을 기준으로 ASP로 환산되어
변환개수가 결정된다. ASP는 ASSEMBLE 플랫폼내에서만 지불과 스테이킹수단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외부
플랫폼으로의 이동 또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ASP 사용처

사용주체

내용

ASM 획득 수단

포인트 사용자

소비자는 다양한 포인트 제공자로부터 포인트를 수집하여 ASP로 통합할 수 있다.

MP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지불 수단

포인트 통합 수단

포인트 사용자

ASP는 제공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MP에서 기본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 가격을 고정한다.

포인트 사용자

모든 포인트는 1 ASP = 1 KRW의 고정 환율로 ASP 교환이 가능하다.

[도표 3] ASP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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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oken Economy

6. ASM 스테이킹

포인트
제공사

2. Point
지급

1. ASP
스테이킹

포인트
제공사

5. Point 정산
2. 판매 권한 부여

Point
Exchange

1. 결제

Market
place

4. ASM
지급

소비자

가맹점

5. 판매 수익 분배
4. 상품 배송
3. ASP
결제

3. Point
교환

소비자

Data
Infra
2. ASP
지불

1. 데이터
축척

4. ASP
보상

3. 광고
서비스
제공

소비자

광고주
5. 광고 집행

6. 광고로 인한
판매 증가

[이미지 7] ASSEMBLE Token Economy

ASSEMBLE은 ① Point Exchange (PX), ② Marketplace (MP), ③ Data Infra (DI) 총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에 참여
주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 참여 주체들은 ASSEMBLE 플랫폼에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태계를 구축한다.

포인트 통합 및 수익화 : PX (Point Exchange)
포인트 활용 : MP (Marketplace)
광고 집행 : DI (Data In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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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포인트 통합 및 수익화: PX (Point Exchange)
포인트 교환
PX의 주요 기능이다.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 했을 경우, 포인트 제공사로부터 포인트를 받아 토큰으로 교환하거나,
기존에 지급받은 포인트를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다. 토큰은 ASSEMBLE 내의 토큰지갑으로 지급을 받게 된다. 포인트
제공사로 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를 소비자가 PX로 전송하여 ASM 또는 ASP로 교환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량의 수수료를
플랫폼에 지불한다.

13. 24시간 주기로 PX에 누적된 포인트
데이터를 제공사로 전송함

14. 포인트 제공사에 전송된 데이터를
확인하여 PX에 비용 지불

포인트 제공사

2. ASM 토큰
전송

3. ASM 토큰 스테이킹

4. 포인트 전환 서비스 제공
6. 포인트 제공

Point Exchange

5. 서비스 또는 상품 구매

7. 포인트 전송

소비자
10. 포인트를 ASP로 교환

11. 토큰 판매

12. 토큰 판매 수익

디지털 자산
거래소

1. 토큰 구매

[이미지 9] Point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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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제공사 ASM 스테이킹
특정 포인트가 PX에서 ASM으로 변환되기 위해서, 해당 포인트 제공사는 일정 수량의 ASP를 스테이킹 해야한다. 포인트
제공사가 스테이킹한 ASP의 개수에 비례하여 해당 제공사의 포인트를 ASM으로 교환할 수 있는 비율이 아래와 같이
정해진다.

Ca: ‘a’ 社 포인트의 교환 용량
α: 스테이킹 용량 계수
Ta: ‘a’ 社가 스테이킹한 ASP의 수량

Ca = α x Ta

자동매매 시스템
소비자가 포인트 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를 PX로 전송하면 PX는 소비자에게 ASM을 지급해야한다. 토큰은 PX와
실시간으로 연동된 거래소에서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지급되는데, 이를 위해 PX에는 자동매매 시스템이 구축된다.
자동매매 시스템은 소비자가 전송한 포인트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와 동등한 가치의 ASM을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포인트 정산 시스템
소비자가 PX에서 포인트 제공사의 포인트를 ASM으로 교환할 때 마다 PX에는 다양한 포인트 제공사의 포인트가
축적된다. PX에 축적되는 포인트를 해소하기 위해 배치처리를 활용한 포인트 정산 시스템이 구축된다. 배치처리 주기는
24시간이며, 데이터를 포인트 제공사에게 전송한다. 포인트 제공사는 전송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ASSEMBLE
플랫폼으로 포인트 소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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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포인트 활용: MP (Marketplace)

4. 상품 판매 권한 획득

3. ASM 스테이킹

판매자

11. 판매수익 정산

Marketplace
디지털 자산
거래소

8. 상품 배송

구매자
7. ASP로 상품구매

[이미지 10] Market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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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MP는 ASP를 활용해 상품의 거래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판매자는 MP에서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의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지불한다.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을 좋은 조건에 구매할 수 있고, 구매
후 리뷰나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도 획득할 수 있다.

판매자 스테이킹
MP의 판매자는 소비자 또는 가맹점이다. 판매자들이 악의적인 행동(거래사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일정 수량의 ASM을
스테이킹한 참여자에게만 MP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상품 판매에 필요한 스테이킹 ASM의 수량은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Sb: 판매자 ‘b’에게 요구되는 스테이킹 수량
Pb: 판매자 ‘b’의 상품의 가격
β: MP 스테이킹 계수

Sb = β x Pb

MP 등급제
ASM을 스테이킹 하거나 물품 구매 금액이 누적됨에 따라 구매자들은 MP에서 추가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등급에
따라 물품 구매 시 추가 할인율, 페이백 규모에 차등이 생기며 특정 등급 이상의 소비자에게만 주어지는 프로모션이
제공된다. MP 등급은 회원 점수에 따라 나뉘며, 회원 점수에 따른 등급 및 혜택은 아래 표와 같다. 각 등급을 결정하는
회원 점수는 초기엔 아래 표와 같이 설정되지만, 추후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계획이다.

Sc: 소비자 ‘c’ 의 회원 점수
Tc: 소비자 ‘c’ 가 ASM 스테이킹한 토큰의 수량
ACc: 소비자 ‘c’가 누적으로 사용한 ASP

Sc = Tc + ACc

Disclaimer -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ASSEMBLE.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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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등급제

등급

회원 점수

혜택

New

신규가입 ~ 100,000

물품 구매시 1% 추가 할인

Bronze

100,001 ~ 500,000

Silver

500,001 ~ 1,000,000

Gold

1,000,001 ~ ~2,000,000

물품 구매시 1% 추가 할인
물품 구매시 ASP 1% 페이백

물품 구매시 2% 추가 할인
물품 구매시 ASP 1% 페이백

물품 구매시 2% 추가 할인
물품 구매시 ASP 2% 페이백
MP 프로모션 참여 권한
물품 구매시 3% 추가 할인

Platinum

2,000,001 ~ 5,000,000

물품 구매시 ASP 3% 페이백
MP 프로모션 참여 권한
물품 구매시 4% 추가 할인

Diamond

5,000,001점 ~

물품 구매시 ASP 4% 페이백
MP 프로모션 참여 권한

[도표 4] MP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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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광고 집행: DI (Data Infra)
상술한 바와 같이, ASSEMBLE 플랫폼에는 소비자의 활동과 패턴 등 다양한 결제 데이터가 축적되어 데이터 베이스
인프라(DI)가 구축된다. 데이터 축적은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저장된 데이터들은 광고 집행에 활용된다. 광고주는
ASSEMBLE 플랫폼 DI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광고 목적에 맞는 소비자를 구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ASSEMBLE
플랫폼에서 광고를 진행한다. 이때 광고주는 ASSEMBLE에 광고 비용을 지불한다.

소비자는 미리 광고 수신 동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광고를 수신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는 광고 노출 보상으로 ASP를
지급받는다. 또한, 소비자는 ASP 광고 보상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ASP가 보상으로 지급되는 광고만
수신하게 되어 무분별한 스팸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 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ASP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도 상승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는 ASSEMBLE 플랫폼에 광고 집행을
위한 중간 대행사가 없는 구조 특성에 기인한다.

광고주가 ASP를 통해 집행할 수 있는 광고 형태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이는 추후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데이터
인프라 규모에 따라 다른 형태가 추가될 수 있다.

마케팅 도구

배너 광고

설명

ASSEMBEL 플랫폼 내의 다양한 페이지에 배너가 생성된다. 광고주는 배너를 활용해 특정 인원들을 타겟팅해서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노출할 수 있고, 클릭수에 따라 광고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ASSEMBEL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에게 알람 형태로 짧은 광고 문구 또는 이미지를 전송하는 기능이다.

푸쉬 광고

실시간으로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아 볼 수 있는 기능이다. 푸시 알림에 대한 유저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시간에 타겟유저들에게만 추시 광고를 실시한다.

ASSEMBEL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버전 이용자들이 최초 접속 시 또는 특정 페이지 접근 시 팝업을 활용해

팝업 광고

광고를 노출하는 도구이다. 광고주는 타겟 고객들을 설정하여 특정 고객들에게만 팝업 광고를 실시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타겟 고객의 연령이나 성별 등에 따라 커스터마이즈된 팝업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다.

특정 시간을 설정하여 상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도구이다. 광고주는 타겟 고객들의 접속시간과

타임 딜

기획전

구매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시간에 타임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광고주는 니즈가 비슷한 고객들을 타게팅하여, 니즈가 비슷한 특정 상품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광고주가 직접
테마를 설정하고 테마에 맞는 기획전을 진행하여 유저들에게 추가 할인을 적용하거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도표 5] ASSEMBLE 플랫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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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적용 사례
표 1. 적용 사례 내 주요 용어 정의

ASM

ASP

ASSEMBLE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보다 직관적인 사용 케이스 설명을 위해 1 ASM = 1원(KRW)으로 가정

ASM의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1 ASP = 1원(KRW)으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며, ASSEMBLE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토큰

적용 사례 #1 : 포인트 제공사와 소비자 관점
A 포인트 제공사의 S 고객은 기존에 모아 놓은 A 포인트를 소비하기 위해 ASSEMBLE 플랫폼에 가입한다. 이때 포인트
제공사와 ASSEMBLE 계정이 연동되며, 이를 통해 ASSEMBLE A 포인트 고객들의 DB를 확보한다.

A사는 ASM을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시장 가격으로 매수하고 PX에 스테이킹 한다. A사는 ASM를 스테이킹한
양만큼의 포인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포인트 제공사의 S 고객이 보유한 A 포인트 10만 점은 ASSEMBLE 플랫폼 포인트교환소(PX)에서 수수료 5%(가정)를
제외한 9만5천 ASP으로 교환된다. S 고객은 마켓플레이스(MP)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ASM을 교환하여 스테이킹에
참여해 등급을 높일 수 있다. S 고객은 교환 수수료 없이 총 9만5천 ASP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ASSEMBLE 지갑을 통해
확인했다. S 고객은 단순변심으로 ASP를 ASM으로 재차 교환하여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MP에서 원하는 가맹점의 상품을 찾아 나선다.

평소 패션&뷰티에 관심있던 S 고객은 때마침 MP에서 광고배너와 타임딜로 데이터 기반 타겟팅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9
만 ASP 상당의 뷰티 상품을 접해 구매한다. 추가로 남은 5천 ASP를 사용하기 위해 1만 ASP 상당의 패션 상품을
구매하고자 5천 ASM을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매수해 ASP로 교환한다. 마침내 S 고객은 모든 A 포인트를 사용했다.
이후 S 고객은 ASSEMBLE 플랫폼 MP 등급제에 의해 Bronze 등급으로 회원등급이 상승 적용되며, 다음 구매시 해당
등급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A사는 24시간 주기로 PX에 누적된 포인트 데이터를 전송받아 PX에 비용을
지불한다. 결과적으로 A사는 포인트 부채를 소멸하기 위한 사용처를 확보했으며, 신규고객 유입을 위한 채널까지
확보했다. S 고객은 포인트 유효기간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으며 적절하게 포인트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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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2 : 소비자와 가맹점 관점
개인사업자 B씨는 패션&뷰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B씨는 ASSEMBLE 플랫폼에서 신규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ASSEMBLE에 가입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ASM을 시장가로 매수한다. PX에서
ASM을 ASP로 전환 후, 패션&뷰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권한 획득을 위해 일정량의 ASP를 스테이킹한다. B 가맹점은
스테이킹한 만큼의 상품 판매 권한을 얻었다. 이제 B 가맹점은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광고비를 집행한다. 타 매체에서
광고비를 지출하기보다는 맞춤 타겟팅 된 소비자를 대상으로 ASSEMBLE 플랫폼 내에서 직접 광고를 집행하기 때문에 B
가맹점은 광고 보상으로 소비자에게 ASP까지 나누고 싶어 한다. B 가맹점은 ASSEMBLE DI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패션&뷰티에 관심 있는 타깃에게 팝업 광고를 집행한다. 광고비는 일정량의 ASP로 지급했다.

광고 수신에 동의한 S 고객은 평소 패션&뷰티에 관심이 많아 때마침 진행하고 있는 팝업 광고를 수신하고 대가로 ASP를
ASSEMBLE 지갑으로 제공받았다. ASP까지 제공받은 S 고객은 B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더욱 유심히 살펴보고
구매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S 고객은 B 가맹점이 과거 판매 이력이 없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지만 ASSEMBLE
플랫폼에서 안내하는 가맹점이 되기 위한 스테이킹 조건을 보고 안심한다. B 가맹점에 신뢰를 갖게된 S 고객은 마침내
상품을 구매한다.

B 가맹점은 추가적인 판매 채널을 확보했으며, 간편하고 효율적인 광고 수단을 이용했다. S 고객은 개인사업자인 B
가맹점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포인트 사용처를 확보했으며, 광고 수신으로 ASP까지 제공받았다.

Disclaimer -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ASSEMBLE.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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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Business Model

ASM은 ERC-20 기반 토큰이고, ASP는 통합 포인트다. 두 디지털 자산은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의 결제 등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ASP는 ASSEMBLE Platform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보상으로 제공될 것이다. ASSEMBLE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수익의 일부는 Buy-back 될 예정이다.

포인트 제공사와 가맹점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MP의 상품 구성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길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ASP로 구매하게 된다. ASP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스테이킹 하기 위해 ASM으로
교환할 수 있다. ASSEMBLE은 포인트 제공자, 포인트 소비자, 가맹점의 각 주체로 구성된 ASSEMBLE 생태계에서
아래와 같은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5.1. PX 수익
PX 정산 수수료
PX에서 포인트와 ASM, ASM과 ASP 사이의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아래와 같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은
ASSEMBLE의 활성화 정도와 각 포인트 제공사와의 정산 계약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또한 ASSEMBLE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비자도 사용 빈도나 누적 교환 수량 등의 요인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될 예정이다.

교환 항목
수수료율
교환 전

교환 후

포인트 제공사의 포인트

ASM

X%

ASM

ASP

0%

ASP

ASM

Y%

[도표 7] ASSEMBLE 플랫폼 교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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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PX에서는 포인트 정산 시스템에 의해 매일 포인트 제공사와 ASSEMBLE 사이에 포인트 정산이
이루어진다. 이 때, ASSEMBLE 플랫폼이 포인트 제공사로부터 자사 포인트 소멸에 대가로 정산받는 금액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ASM의 차액이 ASSEMBLE 플랫폼의 수익이 된다.

Ppx: ASSEMBLE 플랫폼의 PX 정산 수수료 수익
POa: 소비자가 포인트 제공사 ‘a’로부터 제공받는 포인트의 가치
X%: 소비자가 포인트 제공사 ‘a’의 포인트를 ASM으로 교환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
ASMa: 소비자가 포인트를 ASM으로 교환하여 수령하는 ASM의 가치
Fa: ASSEMBLE 플랫폼에서 POa 만큼의 포인트를 소멸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a’의 수수료

Ppx= Fa - [ POa x (1 - X%) ]

2.5.2. MP 판매 수수료
MP에 가맹점이 상품 판매를 등록할 경우, 모든 상품마다 판매 수수료가 책정된다. 소비자가 MP에서 구매하면, MP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가맹점에게 전달된다. 판매 수수료는 상품의 종류와 원가, 판관비 등의 요소를 고려한 가맹점과
ASSEMBLE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2.5.3. 광고 수수료 수익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광고주는 DI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이때 광고주는
ASSEMBLE 플랫폼에 광고 집행 수수료를 지불하게되고, 광고 집행 수수료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상을 제외한
나머지가 ASSEMBLE의 광고 수수료 수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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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chnology
3.1. 스마트 컨트랙트
Deploy on
Ethereum and
interact with
smart contract

Local Ethereum
Node Ex. Geth

Web3

Ethereum

RPC request

Web3
compilation

Web3 computer

DApp
Use local
Solc compilation

Solc
npm pkg

Local Ethereum
Node Solc
Solidity code

Compile

Return compiled code

[이미지 11] ASSEMBLE 스마트 컨트렉트 실행

ASSEMBLE의 토큰 사용 및 송금 프로세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누구도 거래 기록과 토큰정보를 변경할수
없다. 또한 토큰의 추적 및 조회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블록체인에 모든 기록이 저장됨으로써 ASSEMBLE 플랫폼의
거래내역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형성 될 것이다.

DApp의 실행 프로세스는 위의 그림과 같다. 로컬 또는 Web3에서 컴파일한 솔리디티 코드를 통해 RPC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로컬 이더리움 노드와 상호 작용 하고, 최종적으로 사전 설계한 논리에 따라 스마트 계약의 형태로 이더리움
메인 체인에 배치되며, 이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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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PC

RPC(원격 프로시저 호출)은 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래머가 상호작용을 프로그래밍 할
필요 없이 다른 컴퓨터의 서브루틴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통신 프로토콜이다. RPC는 분산 컴퓨팅
모델이다. 클라이언트는 여러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 서버에 요청을 보낸다. 서버는 요청을 수락하고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요청을 처리한다. 계산이 완료되면, 결과는 클라이언트에
반환된다. 분산 컴퓨팅 분야에는, 초기 CORBA, Java RMI, 웹 서비스의 RPC 스타일, Hessian, Thrift, REST
API등과 같은 많은 RPC 프로토콜이 있다.

전형적인 RPC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는 RPC 호출 함수를 로컬에 호출한다.
클라이언트 직렬화 서비스는 호출을 받은 후, 방법과 매개변수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수
있는 메시지로 조합하는 것을 담당한다.
클라이언트 직렬화 서비스는 서버 주소를 찾아 서버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서버 직렬화 서비스는
메시지를 수신한 후 해독한다.
서버 직렬화 서비스는 해독 결과를 바탕으로 로컬 서비스를 호출한다.
서버는 실행 결과를 서버 직렬화 서비스로 반환한다.
서버 일련화 서비스는 반환된 결과를 메시지에 담아 클라이언트로 다시 전송한다.
클라이언트 직렬화 서비스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해독한다.

[이미지 12] RPC 과정

ASSEMBLE 플랫폼은 RPC 호출을 사용하여 이더리움과 통신한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더리움 메인체인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모든 ASSEMBLE 운영은 RPC를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진입한다. 이는 ASSEMBLE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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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데이터 저장

ASSEMBLE 데이터는 IPFS라고 불리는 분산 저장 시스템에 저장되고 공유될 수 있다.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는 암호화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베이스, 즉 분산형 블록체인 파일 시스템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암호화를
통해 저장될 수 있으며, 선택된 유저들과 공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저는 자신의 키 쌍(비대칭 암호화)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IPFS에 저장할 수 있다. 비대칭 암호화를 통해 ASSEMBLE 유저는 데이터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다른 유저의 공개된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선택된 유저는 그들의
개인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권한이 없는 유저는 파일의 암호를 해독할 수 없으며, 이는 유저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한다.

[이미지 13] IPFS를 사용한 비대칭적으로 암호화된 데이터 저장

[이미지 13]은 유저의 동의를 얻어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유저 A는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하기를 원하지만, 오직 유저 B만 이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한다. ASSEMBLE에서는 유저 B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유저 A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을 IPFS에 업로드하여 해당 암호화된 파일의 해시값을 얻는다.
유저 B는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는데 사용된 공개키의 개인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일을 찾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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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FS는 BitTorrent와 유사한 저장 프로토콜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완전히 분산된 상호작용을 사용하여 더 풍부한
프로그램적 상호작용을 위해 해시 참조를 통해 파일에 대한 여러 작업을 제공한다. 보통 블록체인에는 간단한 텍스트
기록을 매우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전용 BPM 모듈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이 블록체인에서 실행되기 적합하다.
디지털 자산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에서 BPM 모듈은 거래의 송신인, 수취인, 디지털 자산만 기록하면 되므로 BPM
모듈은 이 작업을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 데이터 또는 개인 정보 데이터와 같은 다른 데이터를
대량으로 저장해야 할 경우, 블록을 생성할 때 마다 데이터의 모든 해시를 계산하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저장 효율성은 매우 떨어진다. 체인 무결성의 유지는 매우 비효율적인 블록 생성을 초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접근 방법은 IPFS와 블록체인의 조합을 활용한다. ASSEMBLE은 IPFS 생성 저장 파일의
해시값, 즉 유저의 데이터만을 위의 BPM 대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이는 블록체인에 필요한 데이터의
단순성을 보장한다. 동시에 IPFS의 완전한 탈중앙화 이점 역시 얻을 수 있다.

Block : 0

Block : 1

Block : 2

ID : 0

ID : 1

ID : 2

Timestamp : 16:30

Timestamp : 16:40

Timestamp : 16:50

IPFS Hesh : QmWWQSuPM...

IPFS Hesh : QmT4aAeWE56A...

IPFS Hesh : QmT9qk3CR66...

Hash : c8de96b4cf781a6....

Hash : ea367cea6acc4....

Hash : 0fe46518541f4735....

PrevHash : b8d43387d98f03....

PrevHash : c8de96b4cf781a6....

PrevHash : 9ea367cea6a2cc4....

[이미지 14] 블록 단위 IPFS 파일 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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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데이터 트래킹

동시에 암호화된 데이터의 해시를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모든 기록을 추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저들의 개인
데이터를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ASSEMBLE에 저장된 모든 유저들의 정보는 고유 번호를 지정하는 프로젝트 구성
파일(DIP)이 제공되며, 위에서 설명한 암호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베이스, IPFS에 저장된다. 이후 DIP의 해시값을 통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와 블록체인(사이드체인)에 매핑한다.

DIP는 여러 기록과 디지털 문서에 대한 참조 정보를 저장하는 디지털 컨테이너로 구성된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은
수집되고 추적될 수 있다. DIP 내의 기록은 시간순으로 저장되며 이전 기록의 타임스탬프와 해시값을 포함시켜 각 DIP
내의 거래를 구성하는 소규모 블록체인 분류를 형성한다. 또한 기록은 작성자의 개인키를 서명하도록 요구하여, 각
기록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높인다.

Ethereum

Smart
Contracts

Ethereum Contracts

Hash 1

Records
DIP 1
DIP 2

ASSEMBLE IPFS

User data

Hash 1
Hash 2
Hash 3

Hash 2

Block 1

Hash 3

Block 2

Payment
data

[이미지 15] IPFS를 활용한 블록체인 데이터 트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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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E의 데이터 트래킹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유저 식별
각 유저는 고유한 신원(ID)를 가져야 하므로, 핵심 개념은 ASSEMBLE 유저의 DIP이며, ASSEMBLE에 저장된 기록은
고유한 유저 DIP를 기반으로 한다.

데이터 암호화 및 무결성
ASSEMBLE에서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누구든지 권한을 부여 받았을 때 이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고, 권한
없이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으며, 아무도 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다.

트래킹 도구
유저가 특정 데이터를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ASSEMBLE은 위의 그림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안전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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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데이터 처리

ASSEMBLE은 Spark를 사용하여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Spark는 대규모 저지연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
러닝(기계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에 이상적이다. 빅데이터 활용자는 각기 다른 이벤트들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동작에 관한 데이터 채굴 및 머신 러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SSEMBLE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통해 특정한 유형의 소비를 하는 소비자의 행동패턴을 조사하여 보다 정확한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Spark는 Hadoop과 유사한 오픈 소스 클러스터 컴퓨팅 환경이지만, 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일부 작업 부하에서는 Spark의 성능이 더욱 좋다. 특히 Spark는 메모리에 분산된 데이터 세트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상호적인 질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작업 부하를 최적화할 수 있다. 아래에서 ASSEMBLE 플랫폼에
배치된 Spark 구조를 볼 수 있다.

ASSEMBLE IPFS

Return results

Submit jobs
Spark driver
Spark environment

Cluster
management

Worker node
... ...

Executor
Job

Worker node

Job

Executor
Job

Job

IPFS

[이미지 16] Spark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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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파트너
앞서 Overview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SSEMBLE Protocol의 주요 파트너사로 스타일닷컴과 클럽패스가 참여하며, 두
파트너사가 가지고 있는 IT기술 및 특허 등을 공유하고, 초기 ASSEMBLE 팀 멤버로 두 파트너사의 임직원 일부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4.1. 스타일닷컴 (STA1.COM)
스타일닷컴은 크롤링 기반의 패션 큐레이션 커머스다. 온라인상 거래되는 패션 제품을 자체 개발한 Crawling 기술을
통해 수집하고, 패션 트랜드를 반영한 제품 큐레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2016년 3월 어플리케이션(APP)를 출시한 이후 누적 거래금액 약 640억원, 누적 매출 약 43억원,
상품검색 3억7,047만 회, 누적 판매수량 99만7천 개를 기록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약 230만명, 가입자 수
약52만명, 샵 리스트 약5,000개 및 상품 수 약 500~600만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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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스타일닷컴 누적 앱다운로드 (단위: 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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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9] 스타일닷컴 누적 가입자수 (단위: 천 명)

스타일닷컴의 핵심 기술인 크롤링 엔진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검색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이다. 빠른 데이터 수집과 저장 데이터를 분류를 통해 노출 우위를 결정하는것이 스타일 닷컴만의 핵심 크롤링
기술이다. 개발한 크롤링 데이터 분산처리 시스템을 통해 5천여 고객사, 600만개의 상품 수집에 최대 8시간 정도로
정확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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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브랜드

스포츠브랜드

스파브랜드

4. 소비자 연결,
판매 수익 공유

명품브랜드

소호브랜드

1. Crawling으로
제품정보 수집

3. 쉽고 빠른
제품 구매

2. Curation

소비자

[이미지 17] 스타일닷컴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러한 크롤링 기술을 활용하여 ASSEMBLE Marketplace의 경쟁력 있는 상품구성에 기여하고, 5천여 고객사 중
ASSEMBLE Protocol의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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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클럽패스 (ClubPass)

ASSEMBLE Protocol의 두 번째 주요 파트너 회사는 클럽패스다. 클럽패스는 누적 다운로드 수 약 48만건, 총 회원 수 23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한국의 클럽 문화를 선도하는 국내 유일 클럽 O2O(Online to Offline) 앱이다. 국내
26개의 클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티켓(패스권)판매 및 실시간 리뷰,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월 평균 티켓
다운로드 수가 4만 건에 달하고 있다. 현재는 클럽 입장 촉진을 위한 패스권 판매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 18 ] 클럽패스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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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0] 클럽패스 누적 앱 다운로드 (단위: 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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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1] 클럽패스 누적 가입자 수 (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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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패스는 향후 EDM(electronic dance music)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부가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한다. 글로벌
EDM시장은 음원, 페스티벌 등을 포함, 약 8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단일 EDM 페스티벌의 규모 또한
300~400억 수준이다. 클럽패스가 보유한 사용자 층은 클럽 음악을 좋아하는 20-30대 유저들로 이들을 통해
글로벌 뮤직 트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클럽음악(EDM, 힙합 등) 을 바탕으로 클러버, 클럽음악을 즐겨듣는
사용자들, DJ 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예시로는 EDM
페스티벌 티켓 판매, 위치기반 채팅을 통한 클럽패스 사용자들 간의 소통, 실시간 핫플레이스 정보제공, DJ들의
자기 PR 및 팬덤 형성 지원 등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스가 있다.

클럽패스는 ASP를 사용하게 되는 첫번째 제휴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클럽패스의 22만명의 회원들은
이커머스에 익숙하고 포인트 사용에 관심이 많은 20-30대로서 ASSEMBLE이 초기 시장 안착을 하는 데
사용자들로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클럽패스는 아래 [이미지 19]와 같이 다양한 클럽들을 주요 파트너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지 19] 클럽패스의 제휴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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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와이더블유모바일 (YWMobile)

와이더블유모바일은 급변하고 있는 이동의 수요에 맞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모든 이동을
연결해주는 “Mobility on Demand” 을 제공하고 있다. 와이더블유의 대표적인 서비스 ‘별대리’는 자체 개발한 AI 기술로
별대리 캡슐을 통해 별도의 앱 설치없이 음성만으로 대리기사를 부를 수 있다. 최초 1회 전화번호 연동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삼성전자 ‘빅스비’에 도착지가 포함된 음성명령을 내리면 운행정보 확인, 대리기사 매칭, 간편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19년 매출 21억원, 누적 앱 다운로드 10만, MAU 3,000명, DAU
200명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만들어 가고 있다. 별대리는 이미 사용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를 재구매 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현재 별대리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는 재구매가 유일한 사용처이다.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하고, 유관 서비스로의 확장을 이루기 위하여 ASSEMBLE의 통합포인트(ASP) 교환 및 마켓플레이스(MP)에서
다양한 유무형 상품 구매를 지원하려한다. 또한 ASSEMBLE Protocol의 핵심파트너인 클럽패스와도 연계하여, 함께 자차를
이용한 클러버와 동승을 원하는 클러버 간의 매칭 서비스도 준비중이다.

[이미지 18] 와이더블유 모바일의 AI 대리운전 서비스 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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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oken Distribution
5.1. ASM 토큰 발행 계획
Ticker ASM
Token type ERC-20
Total Supply 1,500,000,000 ASM

ASM 총 발행량 1,500,000,000 ASM 에서 20%로 할당된 300,000,000 ASM가 ICO를 통해 판매된다. ICO가
종료되면 미판매된 토큰은 모두 소각된다. Team & Founders, Advisors / Early Supporters에 할당된 ASM 은 각각
스마트컨트렉트로 락업이 설정되어서 해당 기간동안은 유통되지 않는다.

[이미지 18] Token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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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Use of Fund

Use of Proceeds
기금 모금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배분하여 운영한다.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자금의 운용은
당초 배분 계획을 수정하여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이미지 19] Use of Fund

Use of Platform Revenue
ASSEMBLE에서 생성된 수익은 기술 지원, 프로모션, ASSEMBLE 운영 및 재무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ASM의
가치를 안정화하기 위해 향후 Buy-back 정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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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eam
6.1. Team

박 규도

이 승현

CEO

CTO

스타일닷컴 대표

이니텍 SI팀 차장

클럽패스 대표

LNJSystem SI 팀 부장

마케팅 프랜즈 공동대표

토마토그룹 블록체인사업본부장
13마일 연구소장

장 대건

김 상운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Back-End Developer
클럽패스CTO

고팍스 컨플라이언스

스타일닷컴 백엔드 개발

현대카드 리스크관리

㈜그루버 개발팀장

BC카드 리스크관리

최 수철

김 찬미

Front-End Developer

UI / UX Designer

LG U+사내 시스템 프로젝트PM

CJ O쇼핑 프로모션 디자이너

서울우유 자산관리 시스템 PJT

국민카드 UI/UX 디자이너

아이티노메즈 개발PM
버텍스아이디
중앙인터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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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Advisor

Alex Min

김 세호

Global Strategic Advisor

Global Strategic Advisor

서울 대학교 글로벌 MBA

북경대 경제학 졸업

RE:harvest CEO

CJ제일제당 브랜드 마케팅

PwC 컨설팅 (전략 기획)

한미 마케팅 그룹
상해 오피스 총괄

Amgen Inc. (재무 계획 및 회계)

Andrew

Robin Luo

Global Strategic Advisor

Blockchain Advisor

인큐브스 CEO

NihaoUrban &
Yolomedia의 설립자

SponB International 비즈니스 팀장
Formica Taiwan 조감독
보스턴 IAS 연구소 연구원

i-house.com의
유럽 총책임자
중국 신화통신 편집자
및 기획자
옥스포드 대학
Said Business School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 (MA)

한 혜수

이 영석

Blockchain Advisor

Business Advisor

핑스톤컴퍼니 COO

서울 대학교

월튼체인 마케팅 총괄본부장

삼성 전자 과장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 겸임교수

YWMobile CEO

황 현민

Business Advisor
클럽 네이키드 대표
M&J엔터테인먼트 대표

Disclaimer -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ASSEMBLE.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n
oﬀ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s sole purpose is to describe ASSEMBLE and how it will proceed to develop the platform. ASSEMBLE
fully reserves the rights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use of or reliance on the provided
information by any person.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and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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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SSEMBLE Partner
Exchanges & Custod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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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ASSEMBLE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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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oadmap

2019 Q3~Q4
Team Building

2020 Q4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컨셉 구축

백서 발표
ASM Token Generation Event
스타일닷컴 제휴
클럽패스 제휴
완체인 기술 제휴
루니버스 기술 제휴
ASP 플러그인 포인트 적립 API 개발 완료
파트너 사 클럽패스 ASP 플러그인 상용화

2021 Q1
어셈블 월렛 개발
어셈블 월렛 알파 & 베타 테스트
어셈블 월렛 출시
포인트 교환소 안드로이드 & IOS 앱 개발
포인트 교환소 안드로이드 & IOS 앱 출시

2021 Q2
어셈블 마켓 개발
어셈블 마켓 알파 & 베타 테스트
어셈블 마켓 출시

2021 Q3
플러그인 API 센터 개발
플러그인 API 센터 알파 & 베타 테스트
플러그인 API 센터 출시
어셈블 월렛, 포인트 교환소 데스크탑 개발

2021 Q4
어셈블 월렛 & 마켓& 포인트 교환소 언어팩 개발
어셈블 월렛 & 마켓& 포인트 교환소

어셈블 월렛, 포인트 교환소 데스크탑
알파 & 베타 테스트
어셈블 월렛, 포인트 교환소 데스크탑 버전 출시

알파 & 베타 테스트
어셈블 월렛 & 마켓& 포인트 교환소 언어팩 출시

Disclaimer -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ASSEMBLE.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n
oﬀ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s sole purpose is to describe ASSEMBLE and how it will proceed to develop the platform. ASSEMBLE
fully reserves the rights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use of or reliance on the provided
information by any person.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and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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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면책 조항

ASSEMBLE Protocol에서 제공하는 본 백서는 그 어떠한 내용으로도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법률, 재무 방면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ASSEMBLE Protocol의 백서는 아무런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문서이므로, 필요하다면
이 백서를 읽는 귀하가 스스로 전문적인 법률 및 재무 방면의 조언을 구해야만 합니다.

ASSEMBLE Protocol의 백서는 오직 기술적 또는 비기술적 측면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본 백서가 ASSEMBLE Protocol의 모든 관련 사항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백서의 어떤 내용도 ASSEMBLE Protocol이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계약서와 연계되거나 그 해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ASSEMBLE Protocol은 본 백서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도 창설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하며, 모든 형태의 배당, 상환,
청산, 지식재산 등 금융 및 법률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 백서에 기재된 특정 리포트, 추산정보, 재무정보 등은 미래에 대한 예상이나 추정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미 알고
있거나 아직 알지 못하는 리스크나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예상과 결과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백서의 모든 내용은 특정 형식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설명이 아니며, 특정 사법 관할구역 내의 특정 증권에 대한
구매를 유도하는 제안도 아닙니다. 본 백서는 단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내용을 기술하였을 뿐입니다.

본 백서는 특정 국가의 사법 관할권, 법률이나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 어떤 국가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이 적용되거나 이에 수반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ASM Token은 증권, 파생상품, 기타 유형의 금융상품이 아니며, 잠재적 토큰 소유자가 거주하는 특정 사법 관할구역이나
특정 국가의 증권법 및 이와 유사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발행되거나 등록된 것이 아닙니다.

특정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등의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는 사법 관할구역에서 ASM Token을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행위자에게 있고 ASSEMBLE Protocol 및 그 관계자들은
모두 이에 관한 책임이 없습니다.

ASM Token을 구매하는 경우 ASM Token은 아래와 같이 이해되거나, 해석되거나, 분류되거나 취급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Disclaimer -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ASSEMBLE.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n
oﬀ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s sole purpose is to describe ASSEMBLE and how it will proceed to develop the platform. ASSEMBLE
fully reserves the rights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use of or reliance on the provided
information by any person.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and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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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종류의 화폐
전세계 모든 국가의 비즈니스 신탁의 단위
모든 국가의 증권 혹은 이와 유사한 것
금융상품으로서의 보증, 담보
채무 증서, 주식, 어떤 개인 혹은 기관에 의해 발행된 지분, 권한, 옵션 혹은 해당 채무 증서, 주식 혹은 지분에 대한
파생상품 합동 투자 제도의 단위

본 백서는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최신 버전의 백서와 한글 문서를 기준으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백서의 내용이 변경 되거나 수정될 때마다 별도로 통지하는 것은 아니며, 저희는 알맞은 버전을 발표할 때마다 항상
백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또는 ASSEMBLE Protocol과 관련된 정책, 법률 및 규정, 기술, 경제 및 기타 요인의 변경으로 인해 본 백서에
제공된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없거나 최종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오직 참고를 위한 용도로만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및 정당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본 백서는 사업 제안서 혹은 사업 홍보 문서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Disclaimer - Th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ASSEMBLE.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n
oﬀ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s sole purpose is to describe ASSEMBLE and how it will proceed to develop the platform. ASSEMBLE
fully reserves the rights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use of or reliance on the provided
information by any person.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and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